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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선수의 임계파워 예측을 위한 측정법의 비교분석

김지현, 하수민, 하민성, 김도연

부산대학교�체육교육과

서 론

환경, 심리, 유 ·무산소성 에너지 생산, 근력, 협응 및 효율성 등의 개

인적 능력은 특정 스포츠나 경기종목에서 성공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

작용한다[1]. 스포츠 현장에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운동수행능력의 

평가는 선수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정보제공과 훈련프로그램 설계는 

물론 운동처방 및 훈련프로그램 결과 분석의 근거자료가 되어 선수와 

지도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준다[2].

지구성 운동수행능력과 유산소성 체력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환기

역치, 젖산역치, 혈중젖산축적시점, 최대젖산정상상태 등이 있으며[3], 

비침습적인 형태로는 임계파워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[4-6].

임계파워(critical power, CP)의 개념은 운동 시 피로 없이 가장 높은 

파워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며, 수행된 총 일량과 탈진까지 걸

린 시간과의 관계(work-time)를 변환시켜 나타낸 것으로써 선형 회귀

선의 기울기를 CP라고 한다[7].

CP는 산소섭취량, 혈중 젖산농도 및 pH 값이 생리학적 정상상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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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arative Analysis of Measuring Methods for Prediction of Critical Power in 
Row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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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RPOSE: This study aims to carry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measuring methods to predict a critical power in rowers.

METHODS: Three types of tests were performed for seven male university rowers: 1) a critical power determination test, 2) a 3‑ and 
6‑minute all‑out rowing test, 3) a 2,000 m simulated rowing test. The CP and W΄ were determined from the regression between work 
and time to exhaustion, derived from two exhaustive trials at 60, 70% of the maximal power, and 3‑, 6‑minute all‑out rowing test to 
estimate the EP and WEP. The test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‑test, one‑way ANOVA, and Pearson correlation.

RESULTS: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3‑ and 6‑minute all‑out tests, EP (p<.001) showed that the 6‑minute test was lower 
than the 3‑minute test and WEP (p<.001) was higher. There was a significant (p<.01) difference between the EP of the 3, 6‑minute test 
and CP of 60%, 70% Pmax, WEP of the 3, 6‑minute test and W΄ of 60%, 70% Pmax. The 2,000 m mean power of 2,000 m was posi‑
tively correlated with 3‑minute EP, 6‑minute EP, 60% CP and 70% CP. The 6‑minute EP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3‑minute 
EP, 60% CP and 70% CP, but 3‑minute EP did not have a correlation with 60% CP and 70% CP.

CONCLUSIONS: A non‑invasive 6‑minute all‑out critical power test using a rowing ergometer can be a practical protocol for monitor‑
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program during the off‑season or evaluating the 2,000 m record. Additionally, 6‑minute EP and 
WEP have moderate reliability, and are able to appropriately estimate the aerobic capacity and anaerobic capacity in rowers.

Key words: Critical power, Anaerobic work capacity, 3‑minute all‑out rowing test, 6‑minute all‑out rowing tes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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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유지될 수 있는 운동의 상한선을 나타내고[8], 유산소성 에너지 시

스템에 의한 ATP합성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[9].

이와 함께 y절편은 개인의 무산소성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산

소성 작업능력(anaerobic work capacity, AWC; W΄)이라고 하며, 인산 반

응과 무산소성대사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 자원의 반영으로 볼 수 있

다[10]. W΄는 CP 이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의 최대량이고, CP 이

상의 운동수행은 산소결핍과 관련된 대사산물의 축적과 피로를 발생

시킨다[11].

임계파워(CP)와 무산소성 작업능력(W΄)의 산출 공식은 3가지 모델

로써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, 첫 번째 비직선형 시간-파워 모

델(Time =W /́(P-CP), 두 번째 직선형 파워-1/시간 모델(Power= CP–W /́

T), 세 번째 직선형 일-시간 모델(Work=W +́CP ×T)이 있다[12].

임계파워는 젖산역치, 최대산소섭취량과 함께 운동수행능력을 예

측하는 데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[13], 근전도에 의한 근 피

로시점과도 높은 상관이 있다[14]. 그러나 기존의 임계파워 측정법은 

서로 다른 운동부하를 여러 날에 걸쳐 측정해야 하기에 실용적인 측

정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[6,15], 최근 3분간의 사이

클 측정법으로 CP를 간단히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며[16], 

이 개념에 따르면 W΄를 완전히 고갈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나머지 파워

는 CP와 같다는 것으로써 이것을 end-test power (EP)라고 한다[15,17]. 

3분 all-out 사이클 측정법에서 결정된 EP는 시간-파워 모델 및 직선형 

파워-1/시간 모델에 의해 계산된 CP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[18], 젖

산역치 및 환기역치와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[19]. 이 외에도 3분간

의 측정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측정이 가능한 CP측정법이 제안되었으

며[20], 개인 파워의 특징 분석을 이용한 3분 이하의 단일 세션의 CP측

정법 또한 보고되었다[6]. 

특별한 분석 장비가 필요 없는 비침습적 방법인 임계파워는 경제성

과 효율성을 함께하기 때문에 스포츠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

어, 기존 측정법의 단점들을 보완한 CP측정법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

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 운동종목에서 같은 방법의 CP측정법이 사용

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. 수영[21], 달리기[22], 사이클[23], 

무도종목[24]과 같이 종목의 특성에 맞는 CP측정법은 운동선수들의 

운동수행능력 및 훈련강도 설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

[21],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는 CP측정법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.

따라서 본 연구는 유 ·무산소성 운동능력이 경기력에 밀접한 관계

가 있는 대표적인 고강도 지구성 종목인 조정선수를 대상으로 전통적

인 CP측정법[25] 및 3분 all-out 측정법[15]과 조정 경기 거리가 2,000 m

이고, 경기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6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새롭게 고

안한 6분 all-out 측정법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더 정확한 임계파워 측

정 방법을 알아내고자 수행하였다

연구 방법

1. 연구 대상

본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 남자대학 조정선수로 연구에 대한 목적

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7명이 참여하였

다. 선수의 운동 수행능력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

해 운동경력 4년 이상, 전국대회에 입상경험이 있으며, 로윙 에르고미

터(Concept II, USA)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대상자

로 실시하였다.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.

2. 측정 방법

1) 체격

신장과 체중은 간편한 복장을 착용한 후 X-SCAN PLUS II (JAWON 

Medical, Korea)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측정하였다.

2) 전통적 CP 측정

CP측정법은 로윙 에르고미터(Concept II, USA)를 사용하여 최대파

워의 60%와 70%를 측정하였다[25]. 최대파워는 10회 stroke를 3 set 실

시하여 에르고미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가장 높은 값으로 설정하였으

며, 이를 이용하여 각 대상자들의 60%와 70% Pmax의 CP 측정법을 실

시하였다. 측정법의 종료는 각각의 목표 강도보다 10% 이상 떨어지는 

지점에서 5초 이상 운동을 지속하지 못할 때로 간주하였으며, 대상자

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목표 강도를 유지하도록 구두의 격려를 제공하

였다. 또한 각 대상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 강도를 무작위 순서로 수행

하였으며,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목표 

강도의 수행은 24시간의 충분한 휴식 후 실시되었다.

CP와 W΄의 값은 선형회귀(linear regression)를 사용하여, Work-

Time model (Work=W +́CP ×T)로 산출하였다. 이때, CP는 일과 탈진 

시간 사이의 선형 회귀의 기울기 값, W΄는 y절편으로 설정하였다[7].

3) 3분 및 6분 all‐out 측정

6분 all-out 측정법은 3분 all-out 측정법[15]을 수정·보완하였으며, 3

Table 1.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

Variables Male Rowers (N=7)

Age (yr) 20.7±1.0
Height (cm) 183.5±4.3
Weight (kg) 83.9±10.8
BMI (kg/m2) 24.9±2.8
2,000 m time (sec) 396.7±12.5
2,000 m mean power (W) 361.28±35.56
Career (yr) 5.7±1.34

Value are presented as Mean±S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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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및 6분 all-out 측정법은 각각의 검사 실시 전 충분한 안정을 취한 

후 부하가 없는 상태로 로윙 에르고미터(Concept II, USA)를 이용하여 

3분간의 준비운동을 실시한 뒤 수행되었으며, 평균 파워는 20초 간격

으로 모니터링하였다. 각각의 all-out 측정 시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최

대역량의 스트로크 레이트(s/m)를 유지하도록 하였다. 이때, 구두의 격

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, 대상자의 의식적 페이스 조절을 방지

하기 위해 에르고미터의 모니터를 보이지 않게 하여, 수행되고 있는 분

당 스트로크 파워와 남은 시간은 대상자에게 피드백되지 않았다. 또

한 3분 및 6분 all-out 측정은 대상자에 따라 무작위 순서로 수행하였

으며, 24시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실시하였다.

3분, 6분 all-out 측정의 EP값은 마지막 60초 구간의 스트로크 파워

의 평균으로 설정하였으며, WEP (work done above EP)는 Work-Time 

model (Work=W +́CP ×T)로 산출하였다.

4) 2,000 m 로윙 에르고미터 측정

2,000 m 측정법은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 안정을 취한 뒤 로

윙 에르고미터(Concept II, USA)를 사용하여 2,000 m 기록을 측정하

였다. 이때, 대상자의 최대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였으며, 2,000 m 평균 

파워와 시간을 기록하였다.

3. 자료처리

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 23.0 (Chicago, IL, USA)을 이용하여 

측정항목에 대한 평균값(M)과 표준편차(SD)를 산출하고, 3분 및 6분

의 all-out 측정법의 비교와 20초 간격에 각각의 구간 비교는 paired t-

test, 3분 및 6분 all-out 측정법과 60%, 70% 임계파워 측정법의 CP와 

W΄의 비교는 one-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, 사후검증은 Duncan

을 실시하였다. 또한, 2,000 m 로윙 기록과 각 측정법 CP, W΄ 간의 관계

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, 유의수준(α) .05로 설정하였다.

연구 결과

1. 전통적인 CP측정

최대파워는 623 ±116 W로 나타났으며, 임계파워 측정법의 60%, 70% 

Pmax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. 60% Pmax의 CP는 369 ± 61 W, W΄는 

10.4 ± 2.3 kJ로 나타났으며, 70% Pmax의 CP는 406 ± 42 W, W΄는 9 ± 2.1 

kJ로 나타났다.

2. 3분 및 6분 all‐out 측정의 비교

3분과 6분 all-out 측정법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. 거

리는 6분 all-out 측정법이 3분 all-out 측정법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

로 나타났으며(p< .001), 평균파워(p< .01), 스트로크 레이트(p< .001)는 

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EP는 6분 측정법이 3분 측정법보다 

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(p< .001), WEP는 유의하게 높은 것

으로 나타났다(p< .001).

3분 all-out 측정 시 20초 구간별 파워와 EP, WEP는 Fig. 1, Table 4와 

같으며, 각 구간별 차이 비교는 40-60초(p< .05), 60-80초(p< .01), 80-

100초(p< .05)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6분 all-out 측

정 시 20초 구간별 파워와 EP, WEP는 Fig. 2, Table 4와 같으며, 각 구간

별 차이 비교는 20-40초(p< .01), 40-60초(p< .05), 60-80초(p< .01), 80-

100초(p< .05), 100-120초(p< .05), 120-140초(p< .05), 160-180초(p< .05), 

Table 2. Results of 60%, 70% Pmax CP test         

CP test Time to exhaustion (sec) Mean power (W) Wor k (kJ) CP (W) W’ (kJ)

60% Pmax 268.9±95.7 362.8±60.9 95.1±26.3 369.2±61.6 10.4±2.3
70% Pmax 146.7±51.6 420.7±70.6 56.4±14.2 405.9±42.1 9.0±2.1

Value are presented as Mean±SD.   

Table 3. Comparison of 3-minute, 6-minute all-out rowing test

Variables 3 min all-out RT 6 min all-out RT t

Distance (m) 944.1±23.4 1,796.4±44.8 -100.552***

Mean power (W) 404.7±29.9 348.6±26.3 21.189***

Stroke rate (1 min-1) 35.4±1.7 32.1±1.2 5.811**

EP (W) 377.9±20.1 319.4±21.1 14.022***

WEP (kJ) 12.9±3.7 17.9±3.2 -7.182***

Value are presented as Mean±SD, **p<.01, ***p<.001.
EP, end-test power output; WEP, work done above end-test power output.

Fig. 1. Power averaged every 20 seconds during the 3-min all-out rowing tes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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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-240초(p< .05)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3. CP와 W´의 비교

3분, 6분 all-out 측정법과 60%, 70% Pmax의 임계파워와 무산소성 

작업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. 3분, 6분 all-out 측

정법의 EP와 60%, 70% Pmax의 CP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

났으며, 사후검증 결과 6분 all-out 측정법보다 3분 all-out 측정법의 EP, 

60%, 70% Pmax의 CP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 3분, 6분 all-out 측정법의 WEP와 60%, 70% Pmax의 W΄는 유의

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사후검증 결과 70% Pmax의 W΄보

다 3분 all-out 측정법의 WEP, 6분 all-out 측정법의 WEP 순으로 높은 

것으로 나타났다.

3. 2,000 m 기록, CP 및 W΄의 상관관계

2,000 m 기록과 각각의 임계파워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. 

2,000 m 시간은 2,000 m 평균파워(r= -.999, p< .001), 3분 EP (r= -.814, 

p< 0.05), 6분 EP (r= -.980, p< .001), 60% CP (r= -.769, p< .05), 70% CP 

(r= -.769, p< .01)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, 2,000 m 평균파워는 3분 

EP (r=.804, p< .05), 6분 EP (r=.976, p< .01), 60% CP (r=.757, p< .05), 

70% CP (r=.921, p< .01)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각 

측정법의 경우 3분 EP는 6분 EP (r=.858, p< .05)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

으며, 6분 EP는 60% CP (r=.856, p< .05), 70% CP (r=.965, p< .001)와 정

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,000 m 기록과 각각의 무산소성 작업능력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

같다. 2,000 m 시간은 3분 WEP (r= -.819, p< .05), 6분 WEP (r= -.775, 

p< .05)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, 2,000 m 평균 파워는 3분 WEP 

(r=.812, p< .05), 6분 WEP (r=.765, p< .05)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

으로 나타났다. 각 측정법의 경우 3분 WEP는 6분 EP (r=.867, p< .05)

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Table 5. Comparison of critical power of 3-minute, 6-minute all-out test and 60%, 70% Pmax test

Subject

Critical power W’

3-min RT 6-min RT 60% Pmax 70% Pmax 3-min RT 6-min RT 60% Pmax 70% Pmax

EP (W) EP (W) CP (W) CP (W) WEP(kJ) WEP (kJ) W’(kJ) W’(kJ)

Male rowers (N=7) 377.9±20.1 319.4±21.1 369.2±61.6 405.9±42.1 12.9±3.7 17.9±3.2 10.4±2.3 9±2.1
F (Duncan) 5.672**

6-min<3-min, 60%, 70%
12.888***

70%<3-min<6-min

Value are presented as Mean±SD.
**p<.01; ***p<.001.

Table 4. Comparison of power averaged every 20 seconds during the 
3-minute all-out and 6-minute all-out rowing test 

Time (sec) 3 min all-out RT 6 min all-out RT

20 448.86±84.75 425.71±71.85
40 464.14±58.19 451.14±74.21
60 428.29±41.90 426.29±52.53
80 410.14±33.56 405.71±39.61
100 395.00±32.53 376.71±25.20
120 381.71±25.65 362.57±25.41
140 378.00±18.92 340.29±30.27
160 376.29±18.51 334.43±23.94
180 375.86±24.65 329.14±23.26
200 327.43±20.35
220 324.57±21.95
240 317.57±17.63
260 314.00±18.03
280 317.43±17.85
300 317.86±20.59
320 319.43±20.35
340 319.57±22.67
360 321.00±21.52

Value are presented as Mean±SD.

Fig. 2. Power averaged every 20 seconds during the 6-minute all-out row-
ing tes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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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 의

본 연구는 조정선수의 임계파워예측을 위해 로윙 에르고미터를 이

용하여 전통적인 CP측정법과 3분 및 6분 all-out 측정법을 비교분석한 

결과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.

모든 경기종목에 특성에 맞는 운동강도의 정확한 측정은 선수들의 

운동수행능력 및 훈련강도에 관한 기준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

[21,24]. 조정경기는 대표적인 고강도 지구성 종목으로 경기 초반부와 

후반부에는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필요로 하며, 중반부에는 유산소성 

운동능력이 중요하다[26]. 따라서 유산소성과 무산소성능력을 함께 측

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침습적 방법인 CP측정법은 유용하게 사용

될 수 있다[15,25].

로윙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최대 파워 측정법의 경우 훈련되지 않은 

대상은 숙련된 조정선수에 비해 운동 시 근 활성의 차이를 보이기 때

문에 개인 차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훈련된 조정선수를 대상으로 

실시할 것을 권장한다[15,27].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운동경력 4

년 이상의 조정선수를 연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가

져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. 이와 함께 전신운동을 이

용한 임계파워의 측정 시 운동수행의 지속시간은 임계파워의 과대평

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1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에[3,8] 본 연구에

서 실시된 전통적인 CP 측정법(60%, 70% Pmax) 및 3분, 6분 측정법 역

시 10분 이내로 실시되었다.

전통적인 CP측정법을 조정선수에게 적용한 결과 CP와 VO2max는 

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조정선수의 유산소성능력이 운동수행능

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, W΄보다 CP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[25,28], 조

정선수의 유산소성능력은 VO2max를 측정하지 않아도 CP를 통해 평

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다[25].

본 연구에서 전통전인 CP측정법을 실시한 결과 6분 all-out 측정법

Table 6. Correlation of 2,000 m data with CP variables         

Variables
2,000 m 2,000 m 3-min RT 6-min RT 60% Pmax 70% Pmax

Time Power average EP EP CP CP

2,000 m
Time

1 -0.999*** -0.814* -0.980*** -0.769* -0.925**

2,000 m
Power average

1 0.804* 0.976** 0.757* 0.921**

3-min RT
EP

1 0.858* 0.619 0.731

6-min RT
EP

1 0.856* 0.965***

60% Pmax
CP

1 0.950**

70% Pmax
CP

1

Value are presented as Mean±SD.
*p<.05; **p<.01; ***p<0.01.

Table 7. Correlation of 2,000 m data with W’ variables         

Variables
2,000 m 2,000 m 3-min RT 6-min RT 60% Pmax 70% Pmax

Time Power average WEP WEP W’ W’

2,000 m
Time

1 -0.999*** -0.819* -0.775* 0.067 -0.701

2,000 m
Power average

1 0.812* 0.765* -0.110 0.686

3-min RT
WEP

1 0.867* 0.174 0.739

6-min RT
WEP

1 0.300 0.412

60% Pmax
W’

1 0.100

70% Pmax
W’

1

Value are presented as Mean±SD.
*p<.05; ***p<.0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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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CP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, W΄는 3분 및 6분 all-out 측정법의 WEP

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전통적인 CP측정은 2,000 m 기록 및 

평균파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W΄는 상관관계가 없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3분 all-out 측정법은 임계파워를 결정하는 데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

으며[19,29], 조정선수를 대상으로 로윙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3분 all-

out 측정법 역시 수행 시 파워가 점차 줄어들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안

정화된 구간의 평균을 통한 EP의 수준이 CP로 측정될 수 있어[18], 임

계파워를 결정하는 데 신뢰가 있다[15]. Cheng et al. [15]은 로윙 에르고

미터를 이용하여 3분 all-out 측정을 수행한 결과 EP는 CP 및 VO2max

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, 대상자의 유산소성 능력을 추정할 수 있

으므로 기존의 전통적 CP검사와 점증적 운동부하 검사의 대안이 될 

수 있음을 보고하였다.

본 연구결과 3분 all-out 측정법의 CP는 6분 all-out의 CP보다 높게 나

타난 반면, W΄는 6분 all-out의 W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, 전통적인 

CP 측정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3분 all-out 측정법의 CP는 

2,000 m 기록 및 평균파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W΄도 

2,000 m 기록 및 평균파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여자대학 조정선수를 대상으로 로윙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파워와 

거리에 따른 임계속도가 높을수록 2,000 m 기록은 단축되는 것으로 

나타났으며, 이와 함께 훈련되지 않은 대상에 비해 훈련된 대상이 더 

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[30]. 또한 Kennedy & Bell [31]은 대

학 및 클럽의 남자 조정선수의 임계속도 추정치와 2,000 m 속도 사이

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.

본 연구에서 6분 all-out 측정법을 실시하여 전통적인 CP와 3분 all-

out 측정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임계파워(CP, EP)는 4가지의 측정법 중 

6분 all-out 측정법의 임계파워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, 무산소 작

업능력(W ,́ WEP)은 6분 all-out 측정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

났다. 

3분 all-out 측정법의 경우 100초에 걸쳐 파워 출력이 점차 감소하는 

경향을 보였으며, 6분 all-out 측정법의 경우 240초에 걸쳐 파워 출력의 

감소를 보였다. 또한 3분과 6분 all-out 측정법의 마지막 구간 60초 동안 

출력된 파워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. 이러한 결과는 Burnley et al. [16]

과 Cheng et al. [15]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.

로윙 에르고미터 수행 시 동작은 구동단계, 회복단계로 구분되는데

[32], 이때 대부분의 근육은 구동단계에서 활성화되고, 회복단계에서

는 근육의 움직임이 저하되기 때문에 무산소성 작업능력의 차이는 조

정운동의 동작 유형에 의한 차이로도 설명될 수 있다[15,27]. 즉, 교대

로 실시되는 구동과 회복단계의 동작에서 근육활동에 휴식의 시간을 

제공하고, 파워 출력의 감소를 지연시키게 됨으로써 WEP 용량이 증가

하게 된다[15]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, 본 연구에서 6분 all-out 측정법

(32.1 ±1.2)의 분당 스트로크 횟수 평균이 3분 all-out 측정법(35.4 ±1.7)

보다 더 낮았던 것이 6분 all-out 측정법의 WEP에 영향을 준 것으로 

사료된다.

3분 all-out 측정법을 통해 결정된 WEP는 전통적인 임계파워 CP 측

정법의 무산소성 작업능력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[15]

와 본 연구의 3분, 6분 all-out 측정법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. 특히, 

본 연구의 3분 all-out 측정법의 평균 파워(404.7± 29.9)와 6분 all-out 측

정법의 평균 파워(348.6 ± 26.3)로 로윙 에르고미터 2,000 m 기록을 예

측해보면, 6분 all-out 측정법이 실제 2,000 m 기록(361.28 ± 35.56)에 더 

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. W΄는 CP 이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의 최대

량이라는 Murgatroyd & Wylde [11]의 개념으로 볼 때 6분 all-out 측정

법을 통해 결정된 WEP와 EP에 신뢰성을 더해준다.

본 연구에서 2,000 m 로윙 에르고미터 수행 시 시간 및 평균파워는 

4가지 측정법의 임계파워(CP, EP)와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

나타났으나, 특히 주목할 점은 4가지 측정법 중 6분 all-out 측정법은 

2,000 m 시간(r= -.980)과 평균파워(r=.976) 모두 가장 강력한 상관이 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4가지 측정법의 무산소성 작업능력(W ,́ WEP)

과 2,000 m 로윙 에르고미터 수행 시 시간 및 평균 파워는 3분, 6분 all-

out 측정법에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그와 반대로 전

통적인 임계파워 측정법으로 산출된 무산소성 작업능력은 상관이 없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3분, 6분 all-out 측정법의 신뢰성을 더해준

다. 또한 6분 all-out 측정법은 모든 측정법의 임계파워와 상관이 있는 

것으로 나타났으나, 3분 all-out 측정법은 전통적인 CP 측정법과 상관

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는 6분 all-out 측정법을 통한 EP

와 WEP가 조정선수의 운동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예측지표로써 

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.

결 론

본 연구는 대학 남자 조정선수를 대상으로 3분과 6분 all-out 측정법

과 전통적인 임계파워 측정방법을 실시하여, 가장 적합한 임계파워 측

정방법을 구명하고자 4가지 측정법의 임계파워, 무산소성 작업능력을 

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첫째, 3분과 6분 all-out 측정법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EP (p< .001)는 

6분 측정법이 3분 측정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WEP (p< .001)

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둘째, 3분, 6분 all-out 측정법의 EP와 60%, 70% Pmax의 CP는 유의

한 차이가 나타났다(6분 all-out 측정법< 3분 all-out 측정법, 60%, 70% 

Pmax). 3분, 6분 all-out 측정법의 WEP와 60%, 70% Pmax의 W΄는 유의

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70% Pmax< 3분 all-out 측정법<6분 

all-out 측정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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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, 2,000 m 시간은 3분 EP (r= -.814), 6분 EP (r= -.980), 60% CP 

(r= -.769), 70% CP (r= -.769)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, 2,000 m 평균 

파워는 3분 EP (r=.804), 6분 EP (r=.976), 60% CP (r=.757), 70% CP 

(r=.921)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6분 EP는 3분 EP 

(r=.858), 60% CP (r=.856,), 70% CP (r=.965)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

로 나타났다.

넷째, 2,000 m 시간은 3분 WEP (r= -.819), 6분 WEP (r= -.775)와 부

적 상관관계가 있으며, 2,000 m 평균 파워는 3분 WEP (r=.812), 6분 

WEP (r=.765)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6분 WEP는 

3분 WEP (r=.867)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를 종합해볼 때 로윙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6분 all-out 측정법의 

EP와 WEP는 조정선수의 유 ·무산소성 운동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신

뢰도를 가지고 있으며,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거나 조정

선수의 운동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측정방법이 될 수 있을 것

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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